
야쿠트 무복과 샤마니즘， 러시아 식먼지배* 

강 정 원 •• 

1. 서론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야쿠트 인들의 인구는 약 40만에 달하여 시베리아 

원주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편이다. 야쿠트 인들은 러시아 연 

방 내의 자치공화국에서 살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사하-야쿠치아 공화국으로 

서 1990년에 성립되었다. 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야쿠트 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한 것은 이웃한 소수민족보다 상대적으 

로 늦은 시기로 바이칼호 부근에서 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완결된 것은 13-14 
세기 경이다. 야쿠트 인들은 시베리아의 춤고 건조한 생태적 환경에 말과 소 

를 유목하는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적응시켰다. 이들은 17세기에 들어 

서면서 러시아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러시아연방에서 생활 

하고 있다. 

야쿠트 인들의 생활방식에서 추운 시베리아에서 성공시킨 유목 이외에 외 

부에 잘 알려진 것은 샤마니즘을 중심으로 한 종교생활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러시아인들과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시베리아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위 

치로 인하여 접촉의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야쿠트의 신앙체계에 대한 민족 

지적 보고는 상대적으로 수도 많고 충실한 편이다 따라서 이 민족지들은 샤 

마니즘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고， 야쿠트 인들의 

이미지가 샤마니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학계에서 만들어진 야쿠트 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샤마니즘이라 

는 요소가 다소 과장되어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인다. 야쿠트 인들의 종교생활 

에서 샤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샤만 만이 이들의 유일 

한 종교사제는 아닌 것이다. 샤만 이외에도 일반 남성 가장도 사제 역할을 할 

*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논문에서 보완하지 못한 부족 
한 점들은 다음 논문을 통해서 극복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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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도 이른 시기에 보급이 되어 있었다 

샤마니즘이 러시아 식민지배 하에서 지속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19세 

기의 후반이 되면 야쿠트 인들의 신앙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러시아 

정교가 이틀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좀더 많은 샤 

만들이 러시아 경찰과 정교회 사제들의 직접적 억압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생긴 약간의 해방 공간에서 야쿠트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샤마니 

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곧 스탈린의 억압을 가져왔 

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1990년대 이후의 공간에서 샤마니즘을 야쿠트 인들 

의 중요한 상징으로 만들게 된다. 

본고의 목적은 샤마니즘의 중요한 상징물의 하나인 무복을 둘러싼 인간의 

관념체계나 행동방식， 문화적 원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러시아의 식민지배 

와 이에 따른 야쿠트 샤마니즘의 변화를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서 러시아와 시베리아， 야쿠치아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한국 

무복연구의 중요한 비교준거인 시베리아 무복에 대한 지식음 좀더 체계화시 

킬 것이다. 

간단하게 본 논문의 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무복의 상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야쿠트 샤마니즘과 문화의 기본적 범주와 구성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4장에서는 무복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러시아 식민지 

배 하에서의 사회적 변화를 이해한다 5장에서는 러시아 정교와 야쿠트 샤마 

니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한다. 아울러 현재의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야쿠 

트 문화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야쿠트 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과 펼자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행한 약 4달간의 현지조사에 근거한다. 현재 야쿠트 무복은 러시아와 

유럽의 박물관 및 야쿠치아의 박물관에만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하 

지만 현재 박물관에 남아 있는 무복을 일차 자료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연 

구에 나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무복 연구를 하면서 

모자나 장갑 등을 포함시키는데， 무고와 함께 이도 차후의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한계는 시베리아 무복과 러시아 야쿠치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으로 극복되리라 보지만，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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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무복과 야쿠트 샤머니즘에 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물질문화에 대한 앞선 연구들을 검토해 본다. 18세기와 19세기에 집중적으 

로 출판되기 시작한 야쿠트 문화에 대한 연구서들은 기본적으로는 특정 문제 

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 당시의 야쿠트 문화에 대한 소개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민족지는 기행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따 

라서 기행문의 많은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관찰을 구분하지도 못 

한 상태에서 기술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끄집어 낼 수는 있다. 무복의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 

만， 단편적으로나마 보고를 함으로써 그 당시의 사정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상대적으로 상세한 기록은 그멜린 (Gmelin 1752)과 미덴도 

르프(Middendorf 1875) 등이 남겼다. 
19세기 말이 되면 좀더 많은 민족지가 나타나고， 샤마니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나오게 된다， 폴란드 출신의 세로웹스키 (CepOllleBCK“ ìl)는 19세기 후반 

에 야쿠치아로 유배를 가서 12년 동안 머물게 된다 그가 저술한 『야쿠트 사 

람들(Yakuty)，l는 1896년에 출판되었고， 1993년에 다시 찍었다. 총 736쪽에 달 

하는 책에서 그는 그 당시의 야쿠트 사회와 경제， 물질 생활， 종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자신이 관찰한 사설과 그에 대한 해석이 구분되게 

기술되어 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이론적인 성찰을 하거나 일관된 해 

석을 하는 것은 없으나 야쿠트 인들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거나 그들의 

설명을 그대로 제시한 점 등은 현대 민족지적 기술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야 

쿠트 문화를 일반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요헬손(Jochclson 1933)에 의해서 행 

해졌다 그도 세로젤스키와 동일하게 이 지역에 유배를 왔다가 미국의 대표적 

인류학자인 보아스(Boas)의 의뢰로 코략과 유카기르 족에 대한 민족지를 작 

성하였다. 야쿠트에 대해서는 1933년대에 단행본을 펴내는데， 여기서 그는 야 

쿠트 문화의 여러 측면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900년대 초의 야쿠트 

사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세로웹스키와 요헬손은 무복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 명칭이나 상징물에 대한 해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 무복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는 바실리에프(BaCHJ1beB 1910)로서 

야쿠트 무복과 무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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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시절의 야쿠트 문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1930년대와 1960년대 이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야쿠트 출신의 학자들이 야쿠트 문화 

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표적인 소재는 샤마니즘과 영웅 서 

사시 등의 구비 전승물이었으며 대표적인 학자는 크세노폰토프 KceHO !þOHTOS 

(1929; 1930 등)과 쿨라롭스키 (KynaKoscKHH 1979) 등이다. 이들은 1930년대 후 

반에 대부분 숙청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새로운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은 한편으로는 야쿠트 문화의 기원문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샤마니즘에 많 

은 관심을 기울였다. 샤마니즘에 대해서는 문화사적인 접근보다는 정치경제학 

적 접근을 중시하여서 샤만과 샤마니즘의 여러 특성을 그 시기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때에 나온 대표적인 저작인 알렉세에 

프(AneKcees)의 연구(975)이다. 그는 여러 민족지를 종합하여 19세기 말과 20 

세기 초반의 야쿠트 전통 신앙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알렉세에프는 무복에 대 

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고 몇몇 상징에 대 

한 해석을 새롭게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쿠트 샤마니즘에 대한 연구 

가 나왔지만 무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2000년에 바실리에바 

(BacHbesa)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친 야쿠트 샤마니즘의 변화에 대한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나 무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서구와 미국의 학계에서는 야쿠트 문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야쿠트 샤마니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950년대부터 샤 

마니즘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엘리아데 (992)는 시베리아 샤마니즘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야쿠트 샤마니즘에 대한 보고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1980년대 

가 되면서 다시 현지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 조사결과는 야쿠트 문화를 다 

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의 발저(Balzer 1996)는 장기간 

의 조사를 통하여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부활하는 샤마니즘이 민족주의와 연 

계되어 있으며，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정원 0998; 1999)은 샤 

마니즘을 야쿠트 문화변동과 연계시켜서 역사인류학적으로 해석을 하였으며， 

구조와 주체를 실제 상황 속에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시베리아와 야쿠트의 

무복은 박변주(995)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자료를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설탕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서구 역사 속에서 설명해 낸 민쓰(Mintz 1985) 

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화사를 재구 

성해 내는 데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본고는 무복 그 자체의 박물관학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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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좀더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역사인류학적 연구와 차 

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 

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현상학적 관점과 구체적인 상황과 주체의 행위에 좀더 

초점을 두면서 맥락을 중요시하는 역사인류학적 관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정되고 잘 변하지 않는 면과 변하는 면을 동시에 - 그 결합이 

비록 기계적이라 할지라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생활과정 

에 만나게 되는 물질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무복을 통해서 야쿠트의 문화변동， 특히 러시아 식민지배 아래에서 공동체 

가 붕괴하고 샤마니즘의 변형이 나타남과 동시에 러시아와 야쿠트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무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야쿠트 

문화의 기본범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문화의 기본 

범주와 그 체계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고， 유지되어 나가는 측면을 

무복을 통해 서 살피 고자 한다(문옥표 1997). 본 논문에 서 기 존의 연 구논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은 무복의 생산과정 등을 사회와 연 

결시키고， 샤마니즘이 사회와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복은 그 자체에 놓여진 종교적 상징만큼이나 큰 사회 

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투자와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3. 무복의 상징성 

무복은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샤마니즘의 상정 중의 상징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겼고 그 결과도 상당한 정도 

로 축적되어 있다(디오세지 1988; Michael 1972).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이 
러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야쿠트 무복의 형식과 기 

능 등을 여타 민족의 무복과 비교하기 보다는 야쿠트 세계관과 사회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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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무복의 앞뒷면 (요헬손 1933’ 115) 



」

야쿠트 무복과 샤마니즘， 러시아 식민지배 335 

그림 4) 무복의 뒷면 

(요헬손 1933: 117) 

그림 6) 무복의 뒷면 

(바살리에프 19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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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무복의 앞면 

(바실리에프 19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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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무복 

무복에 대한 연구는 샤마니즘의 상징세계나 관념세계 및 이를 중요한 기반 

으로 하는 야쿠트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문자화된 전달매체를 가지지 못한 야쿠트 문화에서 무복과 무복에 부착된 장 

식물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샤마니즘을 비롯한 야쿠트 문화의 여러 관념체계 

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데에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샤마니즘에 무복이 필 

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무복이 등장하는 것은 샤만의 전문화 정도에 달려 

있다. 전문화 정도가 낮은 샤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무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가 있다. 가족 샤마니즘의 특성을 보여주는， 즉 샤만이 되는 데에 특별한 절 

차가 필요 없는 척치 족이나 에스키모 족에게서 무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Siikala 1992). 사회의 분화 정도가 복잡할수록 무복도 그에 맞추어서 복잡한 

형태를 보여준다. 한국 샤마니즘에서 무복은 복잡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1900년대 초반에 시베리아의 여러 소수민족의 신화와 종교에 관한 여러 문 

제를 규명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핀란드의 학자 우노 하르바(Uno Harva)에 

따르면 시베리아 무복은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 

다. 하르바는 무복을 크게 새의 형상을 표현한 것과 순록1)의 형태를 표현한 

두 가지로 분류한다(Harva 1938: 499-526). 새 중에서 특히 물새는 시 베리아 

제 민족의 창조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잠수할 수 있는 물새는 물 외 

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창조주와 자신 밖에 없던 세상에 물 바닥에 있던 흙 

을 한 웅큼 물고 올라오면서 지상세계 창조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흙에 숨을 

불어 넣는 등 여러 작업을 통하여 창조주는 현재의 지상세계를 만틀어 낸다. 

시베리아의 신화세계에서 새는 창조주와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새 

의 존재가 상정되지 않고는 현재의 지상세계를 생각할 수가 없다. 샤만의 교 

육에도 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야쿠트 샤만은 어린 새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데， 이때 샤만을 낳는 새가 독수리와 유사하다고 이야기된다. 솟대나 다 

른 여러 문화적 상징물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복에 

서 보이는 새가 어떤 새와 연결이 되는 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샤만의 교육 

1) 순록을 표현한 것인지 다른 뿔 달린 동물 예를 들어 수노루를 표현한 것인지는 명 

확하지 않다. 시베리아에서는 주로 순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순록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아이누 족에서는 할미새， 길리약 족에서는 박새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정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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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계하는 새와 관련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출신의 독일 인 

류학자 바이다(Vajda)는 기본적으로 올빼미나 독수리의 형상을 무복이 표현 

한다고 한다(Vajda， 287) , 하지만 무복에 표현되어 있는 새의 모양이 극도로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를 구체적으로 알아내기는 어렵다. 

순록의 모습을 한 샤만의 복식은 에벤키나 에벤 등의 퉁구스나 부랴트 족 

들에게서 만날 수 있는데， 이 복식이 새 모양의 복식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새 복식의 모양과 유사하면서 단지 무복의 

일부에 순록의 특징 중의 하나인 머리 뿔이 무복의 어깨 위에 달려 있거나 

샤만 모자가 순록 뿔의 형태를 한 정도이기 때문이다(니오라제， 77) , 

야쿠트 지역에서 나오는 무복은 기본적으로 새의 형태를 하고 있다(그림 

전체 참조) 요헬손이 야쿠트 북동부의 콜리마 강 근처의 로제보 마을에서 수 

집한 무복(그림 4)의 경우에 여러 장식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파격적이지만 

새의 깃털을 표현한 가죽끈을 많이 달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새 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Jochelson， 116), 무복은 앞이 열려 있으며， 쇠나 가죽으 

로 만들어진 고리로 잠겨지게 된다. 무복은 소가죽으로 만들며， 가죽의 내부 

면이 바깔으로 드러나게 된다. 요헬손이 수집한 그림 4 무복의 경우에는 소가 

죽이 아니라 순록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새의 깃털을 표시하는 긴 가죽끈들이 

팔 부위와 옷의 밑면에 밑으로 길게 드리워 있으며， 무복에 깃은 달려 있지 

않다. 이 외에 새의 형상을 좀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 새의 깃털로 

무복을 장식하기도 한다(Findeisen ， 89) , 무복의 길이는 앞면파 뒷면이 달라서 

앞면이 뒷면보다 짧다. 치렁치렁 내려 온 뒷면의 가죽 숨 장식은 옷 자체의 

길이에 더해져서 거의 바닥에 끌렬 정도가 된다(κCe매po이이II뻐l 

무복에 매달린 장식물은 샤만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소 

리를 통해서 관객이나 샤만 자신이 의례를 위해 필요한 심리 상태에 도달하 

게 된다(Schmidt， 203) 이 장식물들은 샤만이 의례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준다 슈미트에 따르면 무복은 크게 두 면으로 나건 

다. 암면과 뒷면은 공히 중앙부분과 어깨， 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앞변에 

는 주로 인간이나 새의 여러 부분들을 표현하는 장식물이 매달려 있어서 이 

를 슈미트는 인간적 부분이라 명명하기도 한다(Schmidt， 295) , 뒷면에는 야쿠 

트 사회의 우주관이 표현되어 있다. 세계가 지상과 천상， 지하세계의 세 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는 세계수로 연결된다는 사실 등을 뒷면을 통해서 보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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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트 샤만은 무복을 항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를 진행할 때만 입 

는데， 일반적으로 벗은 봄 위에 바로 입게 된다. 무복을 착용하는 순간에 샤 

만은 일상적 세계에서 종교적 세계로 진입하면서 지위가 바뀌게 된다. 샤만은 

일반적으로 무복을 입었을 경우에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 

는 지하와 지상세계로 여행할 수 있다. 야쿠트인들의 상상세계에서 지하와 지 

상세계는 지상세계와는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일 

반적으로 지하세계는 지상세계와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된다 

(Kang 1998, 105) 

3.2. 무복의 장식물3) 

무복은 야쿠트어로 오윤 키라르 타나사 이며 무복이라는 의미이다. 장식물 

은 키산이라고 불린다. 무복은 자체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샤만·의 의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여러 장식물이 없이는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장식물은 시베리아의 각 민족마다 상이하지만 몇 가지 공통된 부분음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해와 달을 상징하논 것이며， 신 

의 모습이 인격화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조그마한 방울이나 쇠소 

리가 나게 하는 장식물이 아울러 달려 있다 또한 새나 샤만의 형해 Of~縣)화 

된 모습을 보여주는 뼈들이 무복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설리에프 

(910)의 보고에 따르면 야쿠트 무복에 는 모두 31종류의 장식 물이 있으며 , 세 

로젤스키 0896;1 993)는 117}지의 장식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요헬손 

(933)은 207}지 정도의 장식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며， 야쿠트 샤마니즘과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야쿠트 무복의 장식물은 세계관과 무당의 권위 및 의례의 종교성을 표현함 

과 동시에 야쿠트 무당과 더불어 야쿠트 종교에서 중요한 권위를 차지했던 

대장장이의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식물은 쇠로 만든 것이 

어서 대장장이들의 손을 반드시 필요로 하였다. 이 대장장이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야쿠트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으며， 대장장이와 샤 

3) 세로웹스키에 따르면 전체의 무게는 14내지 23켈로그램 정도였다고 한다 세로첼스 

키 0993 ， 6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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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한 둥지에서 태어났다는 등의 말도 전해진다(CepOlJl eSCKl써， 610). 대장장 

이를 교육시키는 신(쿠다이 바흐시)가 지하세계에 존재하며， 점을 치는 등의 

종교행위를 할 수 있었다. 무복의 장식물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성스럽고 

동시에 위험한 대상이었다. 위험한 대상을 제조하는 대장장이는， 불과 쇠를 

다루는 직업 자체가 가지는 신성함은 제외하고서도， 적어도 그 위힘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장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신이 지하세계에 존재하였으며， 적어도 러시아인들과의 접촉 전까 

지， 즉 약 400년 전까지는 대장장이를 둘러싼 의례가 야쿠트 사회에서 중요하 

였다고 한다(Alekseev ， 103) 

3.2.1. 둥근 원판 

야쿠트 무복의 뒷면의 중간 정도에 쇠로 만든 둥근 원판이 두 개 내지 세 

개가 수직방향으로 달려 있다. 이 쇠로 만든 원판은 야쿠트 검은 샤만의 지하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헬손0933， 107, 112) 의 수집한 무복(그 

림1)에는 세 개의 원판이 있는데， 두 개의 원판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으며 

하나는 구멍이 나 있지 않다. 또 다른 무복(그림 3)에는 두 개의 둥근 원판이 

매달려 있다 바살리에프의 무복(그림 6)에는 두 개의 원판과 하나의 반으로 

접혀진 원판이 야쿠트 무복의 뒷면에 매달려 있다 이 원판들은 기본적으로 

해와 담， 지상세계(땅)과 지상세계에서 지하세계(천상세계)로 통하는 통로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두 연구자가 설명한 세 개의 원판의 의미에 약간의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실리에프는 구멍이 없는 원판을 샤만이 지하세계 

로 여행하는 도중에 길을 밝혀 주는 해(뀐)라고 하였으나， 요헬손은 구명이 

있는 원판 중의 하나를 해라고 설명하였고 구멍이 없는 약간 어두운 원판 -

바실리에프에게서는 해 을 지하세계의 탈이라고 보았다. 바실리에프의 무복 

에서는 반원형이 달이 된다. 달에 관련된 두 학자의 설명에서 공통된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바실리에프의 무복에서 달을 표현하는 원판은 모양이 반원이며 

어둡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고， 요헬손의 무복의 경우에도 달을 표현하는 원판 

은 어둡고 거칠게 표현되어 있다. 어두운 지하세계에서 달은 거의 빛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상상되며 이점이 표현된 것이다 4) 해와 달은 샤만이 아픈 사 

4) 유목문화에서 달은 기본적으로 해보다 중요하지 않다 유목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야쿠트 문화에서도 해는 최고선을 상정한다， 이러한 해에 부여되는 더 높은 가치 

가 이 렇게 무복에 표현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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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하세계의 아바아흐 신에게 끌려간 혼을 구하러 지하 

세계로 갈 때 어두운 길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샤만이 지상세 

계로 무사히 돌아 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간에 구멍이 난 원판 두 개 중에서 다른 하나에 대한 셜병은 일 

치를 한다 이 원판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즉 지상세계이 

며， 중간의 구멍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입구가 된다. 야쿠트 인들의 세계관 

에 따르면 이 지상세계의 중간에 지하세계로 연결되는 입구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샤만이 지하세계로 내려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삼등분된 세계는 세계 

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세계수를 타고 샤만이 하늘과 지하세계를 다닐 수 

있는데， 세계수의 뿌리는 지하세계에 이르고 꼭대기는 하늘에 다다르며 구멍 

을 통하여 세계수는 자란다. 신화의 세계는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서 진실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무복의 등 뒤에 매달린 구멍 난 원판은 하늘과 지하 

세계가 존재하며， 이를 잇는 구멍이 있고 이를 통해 샤만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원판에서 표현된 지상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샤만이 어려운 하늘 세계로의 여행을 마지고 반드시 돌아온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Jochelson ， 109) , 이 원판은 야쿠트 

어로 오이본-퀴네세 (얼음구멍-판) 혹은 아바아흐 오이보노 (아바아흐 얼음구 

맹) 등으로 불린다 

무복의 장식물과 무복의 모양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요헬손이 로체보 지역에서 수집한 무복(그림 4)에는 장식물이 거의 빠져 

있으며 모양도 기본형이 새라논 점만 제외하면 상이하다. 바설리에프와 요헬 

손의 무복도 둥근 원판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여러 장식물의 배치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수집한 무복의 형태가 차이가 있으며， 이 

를 설명한 주요정보제공자가 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었고 이들의 설명도 

서로 달랐다. 여기서 왜 이러한 차이와 해석의 불일치가 생겼는가에 대한 의 

문이 생긴다. 넓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야쿠트어 내부에 뚜렷한 방언의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복을 둘러싸고 생기는 차이가 단순 

히 지역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에는 좀 

더 근본적으로 러시아 식민지배 하에서 야쿠트 문화가 경험한 변동 상황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생각된다. 격섬한 문화변동 속에서 샤마니즘 내 

에 작동되던 통일된 규칙 등이 상설되었고， 무복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수 있 

는 불칠적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했다. 로체보 지역에서 장식물을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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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요헬손은 설명하는데， 쇠를 다루는 기술에서 러시아 

인들이 앞서 있었고 이논 전반적으로 대장장이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던 것 

이다. 

3.2.2 에메게트 

야쿠트 샤만의 무복의 전면 - 물론 모든 무복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

에 조그마한 인형이 매탈려 있다. 이는 무복이 표현하는 샤만의 동물 수호신 

이 아니고， 샤만들이 업무과정에서 펼수적으로 겪게 되는 신병， 또는 일반인 

들에게 심리적인 병을 가져다주는 신을 말하는데， 샤만의 아버지라고도 불린 

다. 에메게트는 샤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도 

와준다(Schmidt， 293-4). 또 다른 인형이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르라 불리는 저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지상세계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의 최고 우두머리를 표현한다고 보고 있 

다. 위에르는 야쿠트 신관에서 중요한 신의 반열에 속하지는 못한다. 선한 신 

인 아으으 선이나 악한 신인 아바아흐 신， 지상에 인간과 같이 거주하면서 특 

정 지역이나 대상을 담당하는 잊치 신 등이 중요 선 5)에 들어간다 하지만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위에르가 야쿠트종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 

며 6) 무복에 위에르를 표현하는 것은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 

에르 선을 통해 샤만이 된 경우도 증가하였으나 이 경우에 큰 종교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에메게트 인형은 여타 장식물보다도 더 위험 

하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대장장이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슈미트 

1954: 346). 아울러 이러한 장식물을 위한 의례를 행하였는데， 보통 소가 희생 

물로 동원되었고， 그 피를 장식물에 발랐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장식물의 신 

인 잊치를 위로하고자 하였다(바실리에프， 3). 

3.2.3. 방울과 종 

방울과 종은 무속의례 진행에 펼수적인 도구로서 아바아흐나 위에르를 물 

5) 션악이라는 기준으로 이 신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6)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9세기에 위에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례가 많 

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친족체계의 약화， 즉 혈연공동체의 유대감의 약화라 

는 사회적 현상과 연결시켜 볼 수는 있으나 개연적인 설명 이상은 아니다(Kang ， 

123-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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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는 역할을 한다. 야쿠트 종교에서는 쇠로 만든 장식물이 부딪히는 소리를 

악한 신들이 두려 워 한다고 간주한다. 또한 방울과 종은 샤만이 몸을 움직 임 에 

따라 일정한 리듬으로 소리를 냄으로써 샤만의 북과 함께 의례에 참여한 사 

람들 모두를 하나의 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야쿠트 

음악 도구에서 방울과 종은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방울과 종은 무복의 뒷면 어깨 부위에 달려 있다. 그 수는 각각 2-37H 인 

경우도 있으나 십여 개인 경우도 있다 이 외에 소리를 내는 장식으로 새의 

깃털을 상징하는 긴 쇠막대가 두개씩 묶여진 것이 있다(BaCHJlbeB ， 42-43). 이 

장식도 무복이 새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좀더 동시에 소리를 

냄으로써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를 한다. 개수는 무복마다 차이가 많아서 적게 

는 서나개， 많게는 십 여개가 되며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야쿠트어로 이 

막대는 련되이 크산이며 단순한 장식이라는 뜻이다 

3.2.4. 새나 샤만의 뼈 

무복의 팔 부위에는 쇠로 만든 장식이 팔꿈치를 중심으로 상 · 하에 하나씩 

모두 네 개가 부착되어 있다 밑으로 약간 굽은 막대형이며 무복에 걸기 위한 

고리가 양 옆에 하나씩 막대의 위쪽에 부착되어 있다. 이는 무복의 뒷면， 즉 

팔의 뒷 쪽에 걸려 있으며， 위쪽에 걸린 막대는 타브탈 티미라， 아래쪽에 걸 

린 막대는 흐리 티미라 라고 불린다. 그 뜻은 위 팔뼈 쇠， 아래 팔 뼈 외이다 

(Jochelson, 110). 바실리에프는 이를 달리 설명한다(BaCHJlbeB ， 42-43) , 요헬손 

이 제시한 것과 정확하게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할 수논 없으나 위쪽의 장식은 새의 날개 뼈라고 보고， 아래쪽의 장식은 

새의 깃털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야쿠트 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요헬손도 바설리에프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지적한 사실이지만 무복에 새의 

뼈가 매달려 있는 것은 무복이 새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좀더 강 

화시킨다. 동시에 그 뼈가 사람의 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샤만이 의례를 하면서 하늘세계로 날아가거나 지하세계로 

들어갈 때 새로 전환된다는 점과 신화의 세계에서 샤만이 어린 새의 모습으 

로 새둥지에서 교육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헬손에 따르면 또 다른 

해석이 있다. 샤만이 다른 샤만과의 격투 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샤만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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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 다른 해석은 샤만 뼈 일반과 관련이 된다. 뼈라는 것이 수렵채취사회나 

유목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들 사회에서 사람들은 동물을 먹을 

때 그 동물의 뼈를 다치지 않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 뼈를 가죽 

과 함께 자연에 돌려줌으로써 희생된 동물의 환생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노력에는 뼈에 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과 부활의 관념이 뒷받침하고 있 

다. 샤만의 뼈도 이러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샤만들은 입 

무과정에서 샤만의 수호신과 각 병을 담당하는 신들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이 

죽임의 과정이 야쿠트인들이 동물을 죽일 때 행하는 행동과 흡사하다. 신들은 

샤만의 살을 뼈로부터 분리하고 뼈를 깨끗이 한 다음， 그 뼈를 철사로 연결한 

후 그에 새살을 붙이고 피를 넣어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샤만은 입무과 

정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힘든 입무과정과 새로이 시작된 샤만의 생이 이 뼈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무복과 야쿠트 사회 
앞에서 주로 무복을 통해서 야쿠트 종교의 현상학적 측면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본 장에서는 무복이 지니고 있는 사회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야쿠트 샤마니즘에서 검은 샤만은 주로 개인의 병 치유에 관여를 하였는데， 

사회에서 샤만을 모두 동일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고 간주하였다. 샤만의 힘은 주로 수호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수호신 

이 샤만을 도와서 치료나 예언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수호신을 누가 보냈는가 하는 점도 샤만의 힘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외에 샤만의 힘을 결정짓는 데에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샤만의 교육장소와 

샤만 스승의 힘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샤만은 큰 샤만(울라한 오윤)과 중 

간 샤만(오르토 오윤)， 작은 샤만(켄니 키 오윤)으로 구분되 었다 큰 샤만의 경 

우에 교육은 신성한 샤만나무(세계수)의 윗 가지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기간도 

다른 샤만에 비해서 길다 또한 스승 샤만의 힘은 더 크며 수호신은 천상세계 

아바아흐신의 대장인 울루 토용이 직접 보낸다 중간 샤만의 경우에는 수호신 

은 있으나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작은 샤만의 경우에는 여러 보고가 있는 



344 러시아연구 채 13권 채 1 호 

데， 세로웹스키에 따르면 샤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실제로 의례룰 

수행할 능력은 없고 점을 치거나 작은 병을 고칠 정도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서는 보통사람도 이러한 능력을 갖는 수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포포프 

(nonOB , 289)에 따르면 이 작은 샤만은 무복을 입지 않으며 수호신으로 위에 

르를 갖는다고 한다. 세로웹스키에 따르면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서 큰 샤만은 야쿠트 전역에서 4명 가장 큰 행정단위인 울루스마다 한 명 

의 비율로 정도였다고 하며， 중간 샤만은 한 나슬렉7)에서 한 명 정도였다 

고 한다(Cepo피eBCKHH ， 606-607). 어떤 샤만의 경우는 종족의 경계를 뛰어 넘어 

서 에벤키 족의 일까지 관여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19세기의 야쿠트 샤만들 

가운데 큰 샤만이나 중간 샤만들의 활동무대는 샤만 자신의 혈연공동체를 뛰 

어 념는 경우가 있었다. 19세기 말이 되면 민족지학자들이 큰 샤만을 발견하 

기 는 매 우 어 려 운 일 이 었 다(Schmidt， 294; Kang 1998, 176). 

이상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기준이고 일반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대 

상일 뿐， 검증의 대상은 아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신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샤만의 사람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 샤만의 등급을 나누었다. 큰 샤만일수록 도덕적이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 

어 있었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도되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면 사 

람들은 그를 큰 샤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무복은 작은 샤만은 입지 않았으며， 큰 샤만이나 중간 샤만이 입었다. 무복 

에는 앞 장에서 본 것처럼 야쿠트 문화의 관념체계 일반이 압축되어 있으며， 

샤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무복을 만틀고 구하 

는 것은 공동체의 관심사였다(엘리아데， 149). 야쿠트사회의 경우에는 국가 내 

지는 부족연맹체 수준의 통합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에 식민화되었 

고， 그 이후에 식민사회에 체계적으로 편입되면서 러시아 식민정권이 강요한 

행정단위에 따라 지역사회가 형성되었다. 물론 이것이 혈연공동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19세기에 야쿠트 

인들은 혈연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점차 강해지는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한 지 

연공동체에서 살고 있었다. 종족(宗族)을 중심으로 한 야쿠트인들의 혈연공동 

체는 점차 강화되는 가족과 식민행정단위 때문에 그 세력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었다. 이는 무복을 만드는 데에 개입하는 친족 공동체의 힘이 점차 약화되 

7) 나슬랙은 움루스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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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무복의 생산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은 샤만의 부계친족이다 

(Harva, 500). 부계친족의 의미는 샤만의 무병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 야쿠트 사람들이 다시 만들고 있는 족보에서도 볼 수 있다(nono 

B). 무명에서 겪게 되는 뼈의 재조합과정에서 샤만의 뼈가 모자랄 경우에 친 

척들이 그 뼈의 수만큼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샤만의 탄생 

에 친족집단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샤만은 친족집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Findeisen, 80). 소련의 해체 이후에 샤마 

니즘에 대한 억압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더 자유롭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하 

여 이야기할 수 있고， 이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족보에 표현되고 있다. 

이 족보는 샤만과 친족집단이 과거에 맺었던 밀접한 연관관계를 반증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야쿠트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처음에는 말이 소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축 

이었고， 말의 사육에 있어서는 종족집단이 중요한 노동단위였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점차 소를 사육하게 됨에 따라 노동조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다 말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10-15마리 규모로 사육올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보 

다는 넓은 목초지와 노동조직이 펼요하였다. 하지만 야쿠트 지역에는 이런 넓 

은 목초지를 찾기가 힘들고， 식민 정책의 변화로 야쿠트 사람들이 소 사육을 

선호함에 따라 점차로 종족조직이 약화된다. 19세기에 이르면 경제생활에서 

대가족이 종족조직음 대신하였고 혼인 과정에서도 친족칩단보다도 가족이 더 

중요하게 된다(Kang 1998). 샤만과 친족집단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샤만이 된 경우에도 친족집단의 도움으로 이를 생산하 

거나 물려받는 것보다는 이를 돈으로 사게 된다. 바실리에프에 따르면 19세기 

말에 샤만이 되었던 이들은 무복을 톤8)을 주고 샀다(BaC !1JlbeB ， 2). 이는 야쿠 

트사회에 자본주의적인 생활방식이 점차로 침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혈연공동체 약화의 원인과 결과로 동시에 작용한다. 

무복의 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혈연공동체가 진다고 한다면， 

그 투자에 대한 대가가 충분하거나 부담을 지지 않음으로써 안게 되는 심리 

적， 종교적 무서움이 상당한 정도에 달할 때만 그 부담을 공동체가 지게 될 

것이다. 즉 사회행동의 호혜적 원리， 다시 말해서 도덕의 기본 잣대가 어느 

8) 완전한 무복이 12-15루블 정도였다(Schmidt， 293) 이것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 
나 가난한 검은샤만에게는 비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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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작동한다는 점을 무복의 생산과정은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 

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 버렸다면 없어져 버린 무복의 재생산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 의미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나， 사람들이 설혹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른 대안 

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전통을 이어 나가게 된다. 하지 

만 19세기의 야쿠트 사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외에 러시아인들의 문화에서 다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탄압으 

로 검은 샤마니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감소하였다. 이는 19세기 후반기에 

이미 큰 샤만을 야쿠트사회에서 찾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민족지학자 프리클론스키는 이미 19세기의 야쿠트에서 이상적인 무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Priklonskij) , 하르바도 19세기에 이미 

무복에 큰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 장식물이 사라지고 무복의 형태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Harva. 501). 이는 공동체의 성격변화와 야쿠트 샤마 

니즘에 대한 공동제의 평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무복의 부족현상은 샤만의 의례에 대한 신성성을 감소시키고 샤만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낮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Priklonskij ， 172). 

5. 야쿠트 샤마니즘과 러시아 식민지배 

본 장에서는 야쿠트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지배가 샤마니즘에 미친 영향과 

현재에 나타나는 야쿠트 샤마니즘에 대한 여러 움직임들을 무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기는 짜르 시대와 그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5. 1. 짜르 체제하의 샤마니즘 변화 

코자크인들을 선두로 한 러시아인들이 야쿠트인 들에게서 처음으로 세금을 

거두어 간 것은 1628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야쿠츠크라는 요새를 세워서 자신 

들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식민행정응 펼치기 시작한 것 

은 1632년이다.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얻고자 한 것은 서부 유럽에서 인 

기가 많았던 검은담비 가죽이었으며， 야삭9)으로 검은담비 가죽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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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목을 생업으로 하였던 야쿠트 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야쿠트 인들은 17세기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인들에게 대항하 

였으나 러시아인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당하기 어려웠다. 17세기까지 짜르 정 

부는 야쿠트 인들을 군대를 통하여 통치하였으며， 러시아정교로의 선교 정책 

은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인과의 결혼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러 

시아 정교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야삭 수입을 올리 

려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인 경우에는 야삭을 면저l 해 

야 했기 때문이다 

18세기가 되면서 러시아 짜르 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된다. 군 통치방식에서 

문민판을 파견하여 통치하였으며， 선교정책도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 

18세기가 되면 영토 넓이와 신민의 수를 러시아 명예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식민지 원주민들의 종교 등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식민주의적 정책이 나타니기 시작했다 초 

기에는 무복을 포함한 야쿠트 전통종교의 여러 중요한 대상물을 불태우고 육 

체적 협박 등을 통하여 선교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 정책에 호 

응하는 야쿠트 인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실시된 야삭과 

선교정책의 결합은 형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야쿠트인들을 러시아 정 

교회의 선자로 만들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가 된 것은 19세기 초반의 

일이다. 러시아 짜르 정부는 야삭을 올리는 동시에 신자가 되면 야삭을 3년간 

면제해주고 선물도 주어서 사람들올 협박하면서 동시에 회유하는 방식올 사 

용하였다 이러한 방삭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야쿠 

트 사회의 지배층인 토온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좀더 야마니즘을 비롯한 

전통종교에 집착하였으나 18세기에 이미 러시아 식민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선교정책에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토용들이 러시아 정교회 

의 신자가 되면서 선교는 좀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교회나 

관청에서는 샤만을 가장 주된 선교의 방해자로 생각하여 샤만의 활동을 방해 

하기 위하여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무복을 비롯한 샤만의 주요 대상물은 

불탔으며， 샤만들은 잡혀서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Nioradze, 

9) 몽골지배 시절에 몽골인들이 러시아 농민들에게 부과하였던 것으로서， 러시아인들 
은 시베리아 원주민들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터어키어에서 유래된 것이며 법이나 

규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r:t(Wolf， 1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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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따라서 많은 샤만들은 무복이 없이 의 례를 수행하였고， 학자들이 무복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졌다. 

19세기가 되면 야쿠트의 샤마니즘에 큰 변화가 생긴다. 아으으신을 모시는 

아으으 샤만이 야쿠트에서 사라지고， 아바아흐 샤만만 남게 된 것이다. 아으 

으 샤만은 공동체의 안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병을 앓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정착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이다 흔 

히 흰 샤마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아으으 샤마니즘은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와 

하는 일에서 겹치고，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한 토용의 개종으로 어려움을 맞 

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민지 행정의 안정은 종족들 사이에 잦았던 전쟁 

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는 전쟁 신을 중요한 신으로 모신 아으으 

샤마니즘에 큰 타격이 되었다. 식민지 권력을 업은 토용의 힘이 좀더 강해지 

면서 토용은 으흐아흐 축제에서 아으으 샤만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토용이 

직접 최고 아으으 신에게 제사지내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러시아 정교회 

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한계는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선교정책을 펼쳐서 

성경을 야쿠트 어로 번역하는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19세기의 후 

반이 되면 예수를 중요한 신으로 모시는 주변화된 검은 샤마니즘만 남게 된 

다. 식민화된 야쿠트 사회의 종교적 중심은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정교 

회가 차지하게 된다 

5.2. 소비에트 시절과 1990년대의 야쿠트 샤마니즘의 변화와 

야쿠트 사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되면 야쿠트에서 무복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사용 

하는 맥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서 그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 시기의 민족지학자들은 모두 큰 샤 

만과 무복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요헬손이나 바실리에프 

의 경우에 무복은 구하였지만 그 설명은 모두 일반인들에게서 듣고 있다. 즉 

야쿠트 샤마니즘이 19세기의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에 처했던 것 

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에트 시절이 되면 좀더 심각하게 전개가 되어서 샤만은 

말할 것도 없고 샤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조차도 모두 처벌을 받거나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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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수용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은 샤만을 상상한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게 된다. 무복은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박물관에서 

박제화되게 되며， 사람들에게 미신의 상징으로 전시되게 된다. 무고마저도 모 

두 박무관으로 가져 갔으며 무고를 소유하였을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당하였 

다고 한다(Balzer 1993, 236) , 

완전히 샤마니즘이 근절된 것처럼 보이던 소비에트 시대가 끝나고 1990년 

대가 되면서 다시 샤마니즘이 등장하고 무복을 입은 샤만이 나타난다 10) 하지 

만 본고에서 검토한 무복이 아니라 검은 샤마니즘보다도 야쿠트 문화에서 먼 

저 사라졌다고 보고된 아으으 샤만의 흰 무복이 나타난 것이다. 샤마니즘은 

야쿠트 인들에게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아이템으로서 민족문화를 이야 

기하고 자신들의 민족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인식 

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다(강정원 

1999) , 하지만 샤마니즘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내부에서 선별이 이루어지 

고 있다. 지식인들은 흰 샤마니즘을 검은 샤마니즘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흰 샤만의 경우에 18세기까지 흰 무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 

으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흰 무복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사람틀에게 제시가 되고 있으며 흰 샤만의 중요한 의례인 

으흐아흐 축제가 야쿠치아 전역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때 흰 샤만은 

하얀 가죽으로 만든 무복을 입고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그 형태나 상정에 대 

해서 잘 알고 있는 검은 샤만의 무복은 스스로가 검은 샤만처럼 무병에 대한 

증상을 얘기하고 사람들의 치료를 하고 있는 샤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 시절까지를 포함한 러시아 식민정책과 식민주의가 야쿠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검은 샤마니즘에는 미신적이고 비합리 

적이라는 인식이 오랜 시기동안 이 지역에 전개된 계몽적 식민주의로 인하여 

사람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펼쳐진 자유로운 

공간에서 야쿠트 인， 특히 야쿠트 지식인들은 샤마니즘이라는 중요한 구조 속 

에서 검은 샤마니즘보다는 흰 샤마니즘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검은 샤마니즘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흰 샤마니즘계열에 서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간주하거나 흰 샤마니즘의 전통에 검은 샤마니즘이 포 

10) 에 벤키 등의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김성 례(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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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무복의 상태에서도 알 수 있어서 검은 

샤만의 무복은 아직도 박물관 속에만 진열되어 있지만 흰 샤만의 무복은 공 

개석상에 보여지고 있다. 

6. 요약 및 결론 

무복은 전통적 야쿠트 문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임을 앞에서 살 

펴보았다. 야쿠트 인들의 세계관과 신화가 무복을 통해서 상징화되고 있으며， 

이 무복을 통해 신화가 현실화된다. 무복은 샤만과 의례에 참석한 이들을 종 

교적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무복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서 합의되었을 때에 가능하다. 무복의 상징이 식민정책의 강압에 따라 

서 야쿠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무복은 종교성과 사회성을 상설하 

고 만다. 16세기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야쿠트 문화 

는 변화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야쿠트 인들은 이제 샤마니즘이 공개적 

으로 박해박지 않고， 무복이 미신의 상징이 되지 않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야쿠트 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볼명확하다. 명확한 것 

은 샤마니즘이 오랜 세월 속에서 그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샤마니즘이 앞으 

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펼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야쿠치아가 위치한 넓은 시베리아로 눈을 돌려 보면， 야쿠트 무복의 

문화사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에 

게서 무복은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역사가 

반전될 기회가 생겨나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무복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 

기 때문에 무복이 역사적으로 상정하던 바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시베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샤마니즘이 완전한 재생이 아니라 기 

본적 구조 위에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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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야쿠트 무복과 샤마니즘， 러시아 식민지배 

Shaman Costume, Yakutian Cultural Change 

and Russian Colonial Governance 

353 

Kang , Jeong-W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firstly the symbol of the 

yakutian shaman costume, secondly the relation between the Russian 

colonialism and yakutian culture through shaman costume. In the studies 

of western anthropology siberian cultures seem to have no history and to 

have only shamanism that is not changed. 1 will argue that Saha-Yakut 

does have history and their shamanism is made in the historical process 

Russian colonialism influenced the yakutian culture in many ways 

Especially the shamanism was the main target of colonial politics and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he yakutian shamanism is composed of 

white (ayy) and black (abasy) shamanism. Under the Tsar regime the 

white shamanism was substituted for the Orthodox and the black 

shamanism was marginalized. In this process the shaman costume was 

almost burned out. Because the shaman costume constitutes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the shamanism, the yakut shaman was affected 

greatly ‘ Now the young Yakut can not see the shaman costume in a 

ordinary shaman ritual. The shaman costume is exhibited only in the 

museum. The russian colonialism succeeded in the elimination of the 

shaman costume till now, although the shamanism survived the attack of 

the soviet regime and revived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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